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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 참여 수학 수업에서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양과 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진하는 교수법을 20년 이상 진행한 경력 교사의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업을 관찰하고 전사 자료로 만들어 분석하였다(44차시). 분석 결과, 학생 참여 수학 수업은 교사-학생 간
의 상호작용의 양이 비슷하고, 교사 담론의 절반이 재성을 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교사 담론 구조 안에서의
재성 전략들은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수학 담론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한 한 학기 전체의 수업을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교사-학생 간의 상호
작용 패턴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한편, 향후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교수법 실행에 구체적이고 실
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학습 참여, 교사 담론의 구조, 재성 전략, 사회(수학)적 규범, 수학적 개념 도입, 문제 해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eacher-student interaction in
student engagement mathematics classes. To achieve this goal, we observed the first semester classes of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by experienced teachers who conducted teaching methods that promote students’ engagement in
classes for more than 20 years. All the classes observed during the semester were analyzed using the transcript data(44
clas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thematics classes in student engagement were similar in the extent of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nd half of the teacher discourses were characterized by revocing.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strategies of regeneration within the teacher discourse structure enabled students to participat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mathematical discourse. In this way, analyzing the lessons of the whole
semester with active student engagement and deriving research results,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the generalization
of teacher-student interaction patterns. Conversely provides concrete and practical ideas for the implementation of
pedagogy that will promote student engagement in the future.
KEY WORDS: class engagement, the structure of teacher discourse, revoicing strategy, socio-mathematical norm,
introduction of mathematical concepts,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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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주는 발문 등)(Boaler & Brodie, 2004)과 참여 환
경 조성 전략(참여를 위한 시간과 공간 활용하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능력보

기, 사고 격려하기 등) 등을 바탕으로 교사 담론

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의 구조(학습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어떻게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

담론을 시작하고, 소통하며, 정리를 해야 하는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

에 대한 구조)를 수업의 목적에 따라 구성할 수

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있는 역량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Choi, 2020;

간에 소통을 바탕으로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나

Choi, Ha, & Kim, 2016; Kim et al., 2019).

누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따라서 교사가 학습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담론

을 할 필요가 있다(Car & Hagju, 2011; Cho,

의 구조를 만드는데 발문 전략과 참여 환경 조

2011; Hong & Park, 2013; Kim, 2013; Kwon, Na,

성 전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

& Park, 2013). 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사의 담론 구조는 어떤 하나의 담론 개발 목적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의 과정에 적

달성을 위한 특수성이 존재하는 한편, 다양한 담

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론 개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담론들 간의 공통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

성인 일반성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

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학 내용을 재구

담론 구조의 특수성은 발문 전략, 일반성은 참여

조화하고, 학생의 반응에 따라 시기적절한 발문

환경 조성 전략과 연결시킬 수 있다. 즉, 발문

을 하며 참여를 격려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야

전략은 학생의 반응과 수학 과제의 특징에 따라

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생 참여를 촉진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수업의 구조

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이전 연구에서는 교사

속에서 공통성보다는 특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 학생들이 수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다. 하지만 참여 환경 조성 전략은 발문 전략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담론적 역량(교사가 학

에 비해 수학 과제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지 않

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내고, 학생의 반응

고 교사가 평소 수업 시간에 의식하지 않고 활

을 연결하여 수학적으로 의미있는 담론을 개발

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담론 패턴이라고 볼 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있기 때문에 교사의 담론 구조에서 일반성과 연

(Choi, 2018; Choi, 2020; Choi, Ha, & Kim, 2016;

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사 담론 구조의 일반

Kim et al., 2019). 이전 연구에서 보인 연구 결과

성과 특수성은 같이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참여

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담론 개발의 목적에 따라

를 촉진하는 수학 수업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수학)적 규범, 개념 도입, 문제 해결로 구분

서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일반성에 초점을 두는

하고, 세 가지 구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수업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의 담론적 역량을 개념화

교사 담론 구조의 일반성 분석을 위해 참여

한 가치가 있었다. 교사의 담론적 역량은 학습에

환경 조성 전략 중에서 교사가 일관성과 지속성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적절한 발문 전략(정보

을 가지고, 학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들

를 수집하거나 절차를 말하도록 유도하는 발문,

의 사고를 격려하는데 도움을 주는(NCTM, 1991,

수학적 의미와 관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2007) 재성(revocing)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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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의 비율은 어떠한가?

에 대해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그들

연구 문제 2. 학생 참여 수업의 담론 개발 목

의 생각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분위기를

적 구분에 따른 교사 재성의 비율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이

교사 담론의 구조에 따른 재성의 특징

를 위해 교사는 학생이 발표하는 경우 학생이 말한

은 어떠한가?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반복함으로써 교사가 그들
의 표현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의견을 인정하
고 있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줌으로써 참여는 촉진

II. 이론적 배경

될 수 있다(Chapin, O'Connor, & Anderson, 2003).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 중에서 생산
적인 담론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

1. 의사소통학적 접근과 학생 참여를 위

한 교사 역할의 중요성

는 재성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활용할 필
요가 있다. 교사가 매 시간 학생들의 표현을 재

수학 학습에서 의미 구성 과정을 바라보는 다

성한다면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수업

양한 관점 중에서 수학 학습의 의미 구성을 위

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해 개인의 지식 습득 측면을 강조하는 “습득주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업을 실행하기 위

의”가 있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관점으로 공동

해 학습 목적을 고려한 담론의 구조가 있어야

체에 참여를 통한 수학적 의미 구성 과정을 강

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조하는 “참여주의”가 있다(Sfard, 1998). 두 가지

치는 재성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격려하고 존

접근 방식 중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

중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재성을 바탕

고 소통을 강조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으로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

을 위해서는 참여주의를 강조하는 의사소통학적

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교실 문화가 만

접근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학적 의

들어지지 않고서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사의 담

미가 담론에서 단어의 사용을 통해 형성될 수

론 구조가 비효과적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있기 때문에(Wittgenstein, 1953/2003) 교사와 학생

학생 참여를 위한 재성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간의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 수 있

본 연구에는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교사의 한 학

는 공동체의 구성을 강조하는 의사소통학적 관

기 수업 전체를 분석하여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

점에서는 담론의 과정을 조율하고 공동체의 효

용의 비율과 교사의 담론 수에 비해 재성의 비율

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

은 어떠한지 양적 분석을 하고, 교사 담론 개발

고 있다(Sfard, 2008).

의 목적에 따라 분류한 사회(수학)적 규범, 개념

생산적인 담론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사 역할

도입,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교사의 담론 구조와

의 중요성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갈등

재성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질적 분석을 하

상황에서 생길 수 있다. 즉, 수학 담론에 익숙한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교사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공동체에 참

연구 문제 1. 학생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여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업에서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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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이다

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생 자신의 담론을 개

(Sfard, 2008). 수학 담론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내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교사와의 의사
소통 갈등을 만났을 때 이미 담론에 숙달한 교

2. 학생 참여를 위한 교사의 역할과 재성

사와의 비계설정과 지지를 위한 의사소통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학 담론에 익숙한 교사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와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어떻게 소통하는

수업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것이 수학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있도록 다양한 담론들을 조정하여 수학적으로 유

야 한다. 특히, 수학 담론 공동체에 소속되는 과

의미한 담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담론적

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갈등이 수학 담론 개

역량이 있어야 한다(Choi, 2018; Kim et al., 2019).

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게 하려면 수학 공동체에

교사의 담론적 역량의 선행 요건은 교사가 학생

서의 권위자로써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과의 담론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낼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리더로써 신뢰를 받

교사는 담론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

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 담론의 구조를

을 수 있어야 한다(Sfard, 2008). 수학 담론 공동

개발하고, 수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체에서의 리더의 역할에 대한 인정은 교사의 권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Choi, 2018;

위와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교

Choi, 2020; Kim et al., 2019). 수학 교사의 담론

사가 학생에 비해 수학 담론 개발 역량이 뛰어나

적 역량을 사회(수학)적 규범, 개념 도입, 문제

다고 볼 수 있지만, 수학 담론 개발 역량만으로

해결로 개념화한 연구에서 교사 담론의 구조를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다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수학)적 규범 형성과

고 보기는 어렵다. 담론 공동체의 리더로써 교사

유지를 위해 학생에게 규범 탐색 및 선택의 자율

는 수학 담론 개발 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긍정적

성을 부여하고 규범의 공정성과 책임을 공유하여

인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

규범을 형성한 후 규범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순

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리더쉽을 발휘하여 책임

서로 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Kim et al., 2019).

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수학 담론 변화를 안내하

또한 수학화 과정에서 교사의 의도와 학생의 반

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수

응 일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교사 담론의 구

학 담론 변화를 안내하고 학생들을 도와준다면

조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Choi, 2020).

학생들은 교사의 담론 개발 방향에 동의하고 따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수학적인 의미를 만

라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수

드는 교사 담론의 구조 안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학 담론 공동체에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는 재성이

사를 신뢰한다면 학생들의 공동체 참여는 촉진될

다(Chapin, O'Connor, & Anderson, 2003; Herbel-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참여를 바탕으로 수학 담

Eisenmann, Drake, & Cirillo, 2009; Inan, 2014;

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

O’Connor & Michaels, 2019; NCTM, 1991, 2007).

서 교사는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공동체에 참여하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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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수업에 과정에서 표현을 할 경우 그 표현

입,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교사의 담론 구조와 재성

에 대해 존중하고, 모든 학생들이 가치있게 여길

에 대한 관련성은 질적 연구의 집합적 사례 연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를 적용하였다. 집합적 사례 연구는 발견된 사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작용을 할

을 바탕으로 이론을 구성하거나 체계화 및 실용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표현들을 격려한

에 활용하는 연구 방법으로, 다수의 사례를 연구

후에 그들의 소통 과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관

하여 어떤 현상이나 집단 혹은 상황에 대한 보다

찰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상호작용 과정에

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Baxter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인식할

& Jack, 2008; Creswell, 2015; Yin, 2005). 한 학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수업에서 다수의 사례들 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가 재성이다. 재성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

분석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강한 이해를 할 수 있

현하는 경우 그 표현을 교사가 반복하는 것으로

기 때문에 집합적 사례 연구를 적용하였다.

교사가 학생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표현을 반복하면서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

2. 연구 대상

고 학생이 말한 표현을 바꾸어 말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재성을 통해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연구 대상은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업

하거나 더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을 20년 이상 진행한 경력 교사의 중학교 1학년

자신의 추론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1학기 수업이다. 연구 대상 교사는 교육학 석사

며, 특정 아이디어를 소개하거나 토론의 방향을

학위 소지자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진

바꿀 수도 있다(Forman et al., 1998; Ju, 2009;

행한 수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연구 결과물(전문

Koh, 2018; O’Connor & Michaels, 1993; O’Connor

서적과 논문)로 출간되었다. 연구 대상 교사의

& Michaels, 1996). 교사는 자신의 담론 구조 안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은 중수준

에서 교수학적인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재성을

으로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분석 자료는 연구 대상 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
학교 1학년 한 개 반의 한 학기 동안의 수학 수업

1. 연구 방법의 개관

을 관찰하고 촬영한 것이다(44차시). 동영상 전사
자료의 코딩을 위해 학생 2인 이상은 S, 교사는 T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한 연구 방법은

로 코딩하였고, 개별 학생은 한 차시 수업 안에서

혼합연구방법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

말을 한 학생부터 순서대로 S1, S2,...로 하였다.

업에서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비율과 교사의

연구 결과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학기 단원으로

담론 수에 대한 재성 비율은 기술 통계(평균) 를

소인수분해, 정수와 유리수, 문자와 식으로 구성되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하였고, 교사 담론 개발의

어 있고, 연구 대상 교사가 학기 초 학생과의 관

목적에 따라 분류한 사회(수학)적 규범, 개념 도

계 및 규범을 만드는 과정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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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에 관계 및 규범을 형성한 1, 2차시 수업

재성 분석을 위해 재성의 유형과 목적을 통합

의 첫 번째 차시는 “초1”로 표현하였다. 소인수분

하여 재성 전략으로 명명하고 분석틀을 만들었다.

해의 첫 번째 수업은 “소1”, 두 번째 수업은 “소2”

재성의 유형은 교사가 학생의 말을 반복, 확장,

로 표현하고 정수와 유리수 단원의 첫 번째 수업

바꾸어 말하는 것이 있고, 재성의 목적은 내용의

은 “유1”, 두 번째 수업은 “유2”로 표현하였다. 그

명확화, 세부적인 정보 획득, 추론의 추가적인 설

리고 문자와 식 단원의 첫 번째 수업은 “문1”, 두

명, 토론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

번째 수업은 “문2”로 표현하였다. 또 담론의 순서

어 교사가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를 나타내기 위해 “유16문1-100”는 정수와 유리수

의도에 맞지 않게 학생이 답변을 하는 경우, 토론

의 마지막 수업(16번째 수업)과 문자와 식의 첫

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학생의 답변을 반복하는

번째 수업 시간에 100번째로 말한 것이다.

재성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

44차시가 모두 제작된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 전략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모든 수업에 대해

한 차시 수업 안에서 교사 담론의 비율과 재성

교사의 재성을 분석하는 한편, 44차시의 수업을

의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총 담론 수(Total

담론 개발의 목적에 따라 사회(수학)적 규범, 개

Number of Discourses, TND), 교사 담론 수

념 도입, 문제 해결로 구분한 이전 연구의 결과를

(Number of Teacher Discourses, NTD), 학생 담론

토대로 교사의 담론 구조에 따른 재성 전략을 분

수(Number of Student Discourses, NSD), 교사 재

석하였다. 사회(수학)적 규범을 만들고 개념을 도

성의 수(Number of Teacher Revocing, NTR)를 분

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유사한 담론의 구조와

석하였다. 총 담론 수는 1차시 안에서 교사와 학

재성 전략을 활용하였지만, 한 학기 동안의 문제

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담론의 총 개수로

해결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담론의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교

때문에 교사 담론의 구조와 재성 전략은 차이가

사 담론 수는 1차시 안에서 T로 코딩한 담론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 교사는 대

전체 수이고, 학생 담론의 수는 1차시 안에서 S,

부분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평소에 자

S1, S2,...등으로 코딩한 담론의 전체 수이다. 교

주 범하는 오류를 지적하며 담론을 전개하는 특

사의 재성 수는 1차시 안에서 교사 T로 코딩된

징이 있었다. 이러한공통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담론 중에서 교사가 재성을 하는 전체 수이다.

에서 대표적인 담론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The framework of revocing strategy(Forman et al., 1998; O’Connor & Michaels, 1996)
담론 개발 목적에 따른
구분
사회(수학)적
규범
개념 도입

교사
담론의
구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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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의 목적
재성의 유형
반복
확장
바꾸어 말하기
반복
확장
바꾸어 말하기
반복
확장
바꾸어 말하기

내용의
명확화

√
√
√
√
√

세부적인
정보 획득

√

추론의
추가적인 설명

√

토론의
방향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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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논의
1.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교사 재성
문

비율

자

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비율

와
식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에서 한
차시별 총 담론의 수, 교사의 담론 수, 학생의
담론 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atio of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TND
478
272
633
778
863
626
538
669
617
697
603
646
496
521
757
555
404
540
386
686
646
413
567
433
345
663
463
208
495
392

NTD(%)
239(50)
135(49.63)
316(49.92)
388(49.87)
429(49.71)
311(49.68)
267(49.63)
332(49.63)
307(49.76)
348(49.93)
301(49.92)
320(49.54)
247(49.80)
259(49.71)
374(49.41)
274(49.37)
197(48.76)
267(49.44)
192(49.74)
340(49.56)
319(49.38)
204(49.39)
282(49.74)
214(49.42)
172(49.86)
326(49.17)
230(49.68)
103(49.52)
241(48.69)
192(48.98)

655
667
384
662
395
449
500
459
439
681
487
272
282
362
524.64

321(49.01)
331(49.63)
190(49.48)
325(49.09)
195(49.37)
221(49.22)
240(48)
227(49.46)
216(49.20)
333(48.90)
240(49.28)
133(48.90)
138(48.94)
176(48.62)
259.36(49.44)

334(50.99)
336(50.37)
194(50.52)
337(50.91)
200(50.63)
228(50.78)
260(52)
232(50.54)
223(50.80)
348(51.10)
247(50.72)
139(51.10)
144(51.06)
186(51.38)
265.27(50.56)

한 차시 수업 담론의 수 중에서 최저 담론 수
는 208개(28차시-수와 연산 영역의 문제 해결), 최

student in one class
구분 차시
규
1
2
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
15
와
16
17
연
18
산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평균

NSD(%)
239(50)
137(50.37)
317(50.08)
390(50.13)
434(50.29)
315(50.32)
271(50.37)
337(50.37)
310(50.24)
349(50.07)
302(50.08)
326(50.46)
249(50.20)
262(50.29)
383(50.59)
281(50.63)
207(51.24)
273(50.56)
194(50.26)
346(50.44)
327(50.62)
209(50.61)
285(50.26)
219(50.58)
173(50.14)
337(50.83)
233(50.32)
105(50.48)
254(51.31)
200(51.02)

고 담론 수는 863개(5차시-수와 연산 영역의 문제
해결)였다. 한 차시 당 평균 담론 수는 524.64개
였고, 여기서 교사 담론은 259.36개(49.44%), 학생
담론은 265.27개(50.56%)였다. 수학 내용 영역별로
수와 연산 영역에서 한 차시 당 평균 담론 수는
558.57개였고,

여기서

교사

담론은

276.86개

(49.57%), 학생 담론은 281.71개(50.43%)였다. 한편
문자와 식 영역에서 한 차시 당 평균 담론 수는
478.14개였고,

여기서

교사

담론은

234.71개

(49.09%), 학생 담론은 243.43개(50.91%)였다.
나. 교사의 재성 비율
각 차시별로 교사의 담론 수 중에서 교사가
재성하는 담론의 수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Ratio of teacher discourse in one class
구분
규
범

차시
1
2

NTD
239
135

NTR(%)
84(35.15)
78(57.78)

수
와
연
산

3

316

154(48.73)

4

388

141(36.34)

5

429

213(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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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
와
식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평균

311
267
332
307
348
301
320
247
259
374
274
197
267
192
340
319
204
282
214
172
326
230
103
241
192
321
331
190
325
195
221
240
227
216
333
240
133
138
176
259.36

162(52.09)
142(53.18)
153(46.08)
150(48.86)
158(45.40)
170(56.48)
157(49.06)
147(59.51)
131(50.58)
176(47.06)
148(54.01)
66(33.50)
101(37.83)
92(47.92)
161(47.35)
147(46.08)
112(54.90)
143(50.71)
93(43.46)
106(61.63)
211(64.72)
148(64.35)
53(51.46)
111(46.06)
78(40.63)
125(38.94)
187(56.50)
105(55.26)
172(52.92)
106(54.36)
125(56.56)
136(56.67)
151(66.52)
125(57.87)
163(48.95)
119(49.58)
75(56.39)
92(66.67)
88(50)
130.80(50.43)

분석 결과 한 차시 수업 담론의 수 중에서 교사
의 최저 담론 수는 103개(수와 연산 영역의 문제
해결)이고, 최고 담론 수는 429개(수와 연산 영역의
문제 해결)였다. 한 차시 당 교사의 담론 수는 평
균 259.36개였고, 이 중에서 교사가 재성을 하는 담

을 하는 담론의 수는 평균 136.57개로 교사의 전체
평균 담론 수 대비 재성의 비율은 49.33%였다. 한
편, 문자와 식 영역에서 한 차시 당 교사의 담론
수는 평균 234.71개였고, 이 중에서 교사가 재성을
하는 담론의 수는 평균 126.36개로 교사의 전체 평
균 담론 수 대비 재성의 비율은 53.83%였다.

2. 담론 개발 목적 구분에 따른 교사 재성

비율과 담론 구조에 따른 재성의 특징
연구 대상 교사가 한 학기 동안 수업 진행 과정
을 규범 형성, 개념 도입, 문제 해결로 나눈 담론
흐름의 각각에서 교사가 담론의 구조를 어떻게 전
개하는지, 그 구조 안에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성 전략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사 재성의 비율
교사가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수업
들의 담론 개발 목적에 따라 사회(수학)적 규범,
개념 도입, 문제 해결로 구분할 수 있다(Choi,
2018; Kim et al., 2019). 학기 초에 사회(수학)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사의 담론 비율과 재
성의 비율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Ratio of teacher discourse and revocing in
the process of socio-mathemaitcal norm
formation
차시
1
2
평균

TND
478
272
375

NTD
239
135
187

NTR
84
78
81

NTD / NTR(%)
35.15
57.78
43.32

론의 수는 평균 130.80개로 교사의 전체 평균 담론
수 대비 재성의 비율은 50.43%였다. 수학 내용 영

사회(수학)적 규범은 학기 초에 2차시 동안 집

역별로 수와 연산 영역에서 한 차시 당 교사의 담

중적으로 하고 한 학기 내내 강조하면서 규범을

론 수는 평균 276.86개였고, 이 중에서 교사가 재성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 동안 사회(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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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1차시

사 담론 수에 대비해서 재성의 수는 평균 142.33

당 평균 375개 있었다. 사회(수학)적 규범을 집

개였다. 따라서 개념 도입을 위한 교사 담론 대

중적으로 만들었던 학기 초 2차시 동안 교사 담

비 재성의 비율은 46.87%를 차지하였다.

론 수는 평균 187개였다. 교사 담론 수 중에서

개념 도입 후에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단원

재성의 수는 평균 81개였다. 사회(수학)적 규범

별 문제 해결을 하였다. 총 44차시 중에서 사회(수학)

형성을 위한 교사 담론 대비 재성 비율은

적 규범 2차시, 개념 도입 3차시를 제외하고 39차시

43.32%를 차지하였다. 각 단원마다 1차시 정도

는 문제 해결을 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총 담론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총 담론 수, 교사의

수, 교사 담론의 수, 교사의 재성 수, 교사 담론 수

담론 비율과 재성의 비율은 Table 5와 같다.

대비 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5. Ratio of teacher discourse and revocing

Table 6. Ratio of teacher discourse and revocing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in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mathematical concepts
차시
3
16
31
평균

TND
633
555
655
614.33

NTD
316
274
321
303.67

NTR
154
148
125
142.33

NTD / NTR(%)
48.73
54.01
38.94
46.87

평균

TND
525.41

NTD
259.67

NTR
132.46

NTD / NTR(%)
51.01

총 39차시를 분석한 결과 상호작용의 양은 1
차시 당 평균 525.41개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
교사 담론 수는 평균 259.67개였다. 교사 담론

1학기에는 총 3단원의 수업을 하였는데 1차시
당 평균 상호작용의 양은 614.33개였다. 3개 차

수에 대비해서 재성의 수는 평균 132.46개였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사 담론 대비 재성

시 동안 교사 담론 수는 평균 303.67개였다. 교

Figure 1. The structure of teacher’s discourse and revocing strategy(socio-mathematic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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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51.01%를 차지하였다.
나. 교사 담론 구조에 따른 재성의 특징

1) 사회(수학)적 규범 형성
연구 대상 교사는 학생들과 1년 동안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 협의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
각하였다. 이를 위해 1학기 첫 시간에 학생들을
처음 만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담론을 간단히
전개하고, 규범을 만드는 특징이 있었다.
발췌문 1. (Choi, 2018, p. 42)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규범을 만드는 과정
에서 교사 담론의 구조와 참여 촉진을 위한 재
성 전략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학생의 참여를 바탕으로 규범을 만드는 교사 담
론의 구조는 “규범 샘플 공유
화

→

→ 규범의 의미 명확

규범 위반의 책임 공유”였다. 먼저 교사는

학생들이 학급에서 정한 지각하면 청소하는 규범
샘플을 공유하였다(순서 [초2소1-88], [초2소1-91]).
교사가 수학 시간에는 지각해도 청소를 하지 않는
다고 답변하고([초2소1-92]), 교사의 추가적인 표현
요청에 의해 학생들은 감점 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
함으로써([초2소1-93]) 학급 규범에 대해 샘플을 공
유하였다. 이전 규범의 샘플을 공유하면서 수학 시
간에는 다른 규범을 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답변에
대해 토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반복을 하면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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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하였다. 규범 샘플을 공유한 후에 쉬는 시간
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면서 지각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초

∼

2소1-100] [초2소1-102]). 이 때 교사는 지각 규범
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생의 답변을
반복하면서 재성을 하였다([초2소1-102]). 학생들과
규범의 의미에 대해 협의한 이후에 교사는 규범을
위반 했을 때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유하였
다. 수업 시간에 늦은 경우 늦은 사유를 영어로 말
하도록 하고([초2소1-102]), 앞에서 친구가 말했던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초2소1-108]). 이
과정에서 교사는 규범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
히 하기 위해 바꾸어 말하며 재성하였다([초2소
1-108], [초2소1-112]).
2) 개념 도입
연구 대상 교사는 학기 초에 규범을 형성한
후 매 단원 첫 번째 시간에 1차시 동안 단원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의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개념을 도입하는 담론의 특징이 있었다.

발췌문 2. (Choi, 2018, p. 68. ; Kim et al., 2019)

학생 참여를 바탕으로 문자와 식 단원의 개념
을 도입하는 교사 담론의 구조, 재성 전략을 분
석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공유를 위한 활

→ 활동 자료와 단원 제목의 연관성 탐구 →
활동 결과 공유 → 이전 학습 경험 연결”을 하
동

였다. 교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유16문1-300]) 학생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공유를 하고, 그림과 제목
의 연관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유16문1-300]).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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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tructure of teacher’s discourse and revocing strategy(Introduction of mathematical concepts)
학생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와 문장을
선택하고, 그림과 이번 단원의 연관성을 탐구한
활동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반복을 하는 재성을 하였다([유16문1-314],
[유16문1-332]). 초등학교에서 배운 기호와 문자
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이전 학습 경험과 연결하
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답변하는 내
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바꾸어 말을 하며 재성
하였다([유16문1-364], [유16문1-368]).
3) 문제 해결
각 단원마다 개념을 도입한 후 교과서에 제시
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주어진 담론의 과제는
2단원 정수와 유리수 단원의 모든 내용을 학습
한 후 “단원 마무리”에 제시된 것이다(문제:
  ÷  ÷ 을 푸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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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학생들이 평소에 자
주 실수하는 오류를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의 질
문을 유도하였다([유16문1-51]). 이 과정에서 학
생들이 더 자세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하면서 재성하였다([유16문1-53],

[유16문1-61]).

학생이 질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을
먼저 계산하는 학생의 오류를 제시하며 이러한
계산이 가능한지 발문을 하였다([유16문1-61]).
학생들의 올바른 답변에 대해([유16문1-62]) 교사
는 왜 가능하지 않은지 발문을 하며([유16문
1-63]) 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
의 추론을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 위한
재성을 하였다([유16문1-63]). 수학적으로 가능하
지 않은 이유를 협의한 후에 교사는 수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를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이유와 계산 순서에 따라
서 왜 값이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자신의 추론을 더 설명
하기 위해 확장하기 위한 재성을 하였다([유16문
1-67], [유16문1-69]). 수학적으로 가능한 이유에
대해 협의 과정을 수학 용어와 연결하였다. 학생
들이 답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복을
하며 재성을 하였다([유16문1-73], [유16문1-75]).
수학 용어와 연결한 후 문제 해결을 하였다.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답변을 명확
히 하기 위해 반복을 하며 재성을 하였다([유1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의 담론 구조와 재
성 전략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문1-77], [유16문1-93]).

학생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교사의 담론 구조는 “학생 오류 탐색을

→ 동료의 오류 예시를 바탕
으로 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유 협의 →
수학적으로 가능한 이유에 대한 협의 → 수학적
인 용어와 연결하기 → 문제 해결하기”이다. 교
위한 상향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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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structure of teacher’s discourse and revocing strategy(problem solving)(Choi, 2018, p. 92)

V. 결론

수업은 1차시 당 담론의 양이 평균 524.64개였
고, 여기서 교사 담론은 평균 259.36개(49.44%)

학습자 참여 수업에서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

(수와 연산 영역은 49.57%, 문자와 식 영역은

용에 대한 양적 분석과 교사 담론 구조에 따른

49.09%), 학생 담론은 265.27(50.56%)개(수와 연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산 영역은 50.43%, 문자와 식 영역은 50.91%)로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담론 양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교

첫째, 학습자 참여 수업은 수학 내용 영역에

사 담론 중에서 1차시 당 평균 재성의 수는

독립적으로 교사-학생 간의 담론 비율이 비슷하

130.80개로 교사 담론 수에 대비하여 50.43%(수

고 교사 담론의 절반이 재성을 하는 특징이 있

와 연산 영역은 49.33%, 문자와 식 영역은

었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53.83%)를 차지하였다. 수와 연산 영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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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식 영역에서 교사 담론 수 대비 재성의

는 학생 오류 탐색을 위한 상향식 과정에서는

비율이 높았지만 교사 담론 대비 재성 비율은

더 자세히 진술하기 위한 반복을 하고, 동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전체적인 경향성은 유지

오류 예시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

은 이유를 협의하고, 수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를

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을 진행할 경우 이와

협의할 때는 추론을 더 설명하기 위해 확장하였

같은 상호작용의 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

다. 또한 수학적인 용어와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

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담론 비율이 비슷하

하는 과정에서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복

고, 교사의 담론 중에서 절반은 재성을 함으로써

하는 특징이 있었다.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업의 양적인 특징
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
의를 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담론 개발 목적 구분에 따라 교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수학 수업의 특징과 교

사-학생 간의 담론 양은 차이가 있었고, 교사 담

사의 담론적 역량을 일반화한 가치가 있다. 연구

론 구조 안에서의 재성 전략들은 학생들의 참여

의 결과를 보면 수학 내용에 독립적인 교사의

를 촉진하고 수학 담론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

담론적 역량을 개념화한 이전 연구 결과를 토대

으로 볼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 학기

로 전체 수업을 종합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상

수업을 담론 개발의 목적 구분에 따라 사회(수

호작용 및 재성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

학)적 규범, 개념 도입, 문제 해결로 나눌 수 있

의 수업 참여를 촉진하는 수학 수업의 특징을

는데, 이 구분에서 교사-학생 간의 TND는 사회

일반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학)적 규범이 한 차시 당 평균 375개, 개념

사회(수학)적 규범, 개념 도입, 문제 해결 과정에

도입 과정이 한 차시 당 평균 614.33개, 문제 해

따라 어떠한 재성의 전략이 활용되었는지 분석

결이 한 차시 당 평균 525.41개로 개념 도입 과

함으로써 이전 연구에서 정의한 담론적 역량을

정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교사 담론 중에서 재

일반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성의 비율은 사회(수학)적 규범 형성 과정이
43.32%, 개념도입이 46.87%, 문제해결이 51.0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로 문제 해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첫째, 교수 측면 교사와 학생의 맥락과 교사의

특히, 사회(수학)적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고려하여 재성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

교사는 규범 샘플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의 방향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

을 바꾸기 위해 반복하고,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를 촉진하는 교사의 수업에서 일관성과 지속성

하기 위해 반복하고 규범 위반의 책임을 공유하

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재성 전략을 활용하는

기 위해 바꾸어 말하기 전략을 활용하였다. 개념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성 전략을 학습자의 특성

도입 과정에서는 교과서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과, 교사 자신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절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반복을 하였고, 학생들의 이전 학습 경험을 연결

둘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사 담론 구조에서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바꾸어

재성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말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학생 참여 수학 수업에서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242

과에서처럼 사회(수학)적 규범, 개념 도입, 문제

to help students learn, grades 1-6. Sausalito,

해결에 따른 재성 전략을 바탕으로 예비교사와

Calif.: Math Solutions.

현직교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Cho, Y. (2011). Platform war. Gyeonggi-do Paju:

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수법 개

book21.

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조용호(2011). 플랫폼 전쟁. 경기도 파주: 21

셋째, 연구 측면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

세기북스.

하는 교사 중심 수업의 담론과 비교 연구를 할

Choi, S. (2018). Mathematics teachers' discursive

필요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

competency.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는 수업 담론 분석 연구 중에 한 학기 또는 한

Doctoral Thesis.

차시 수업의 전체 담론이 제시된 연구가 없어서

최상호(2018). 수학 교사의 담론적 역량. 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 수업의 특징이 좀

Choi,

S.

(2020).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교사가 일방적으로

teachers-students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과 담론의 양과 질을 비교

structures in mathematization processes. The

분석하는 연구를 설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Mathematical Education, 59(1), 17-29.

and

teacher's

discourse

최상호 (2020). 수학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양상과 교사의 담론 구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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